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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  약
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, 세제, 과 같은 생활용품들의 효율 인 리를 해 IoT 기기를 활용하여 무

게를 감지하여 자동 주문을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. Hardware에서 생활용품의 무게를 지속 으로 

sensing하고 BLE(Bluetooth Low Energy)를 통해 Android Application으로 데이터를 송한다. Android 
Application에서 생활용품들의 상태를 장하고 일정 무게 이하로 감소 시 Push Alarm으로 사용자에게 

상품 재주문 제안  상품 추천을 한다. 이를 바탕으로 생활용품 리의 번거로움을 이고 사용자의 

생활물품의 소모 양상을 데이터화 할 수 있다.

[그림1] 무게감지 자동주문 시스템 구성도

1. 서론

 주변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주변과 상호작용하

는 사물인터넷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. 가트

(Gartner)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기기의 개수는 2015년 49

억 에서 2020년 250억 로 증가하며 총 시장의 크기는 

3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망하 다.[1] 그 지만 

재 IoT 활용 사례를 보면 집안의 가 제품들을 제어하거

나 차량 리, 헬스 어 주로 활용되고 있다.[2] 일상 생

활을 하다보면 , 세제, 화장품 같은 생활용품들을 리

하는 데에 신경을 쓰게 된다. 하지만 이런 생활용품 리

를 하는 IoT제품들은 연구가 덜되어지고 있다.

 본 논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들의 

리를 하기 해, 생활용품들의 상태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

주문을 해주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한다.

2. 무게감지 자동주문 시스템

2.1 무게감지 자동주문 시스템 구성도 

 무게감지 자동주문 시스템은 [그림1]과 같이 크게 하드웨

어  시스템과 소 트웨어인 Android Application으로 구성 

된다.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생활용품의 무게를 측정한다. 

이를 BLE(Bluetooth Low Energy)을 이용하여 Android 

스마트폰과 통신을 하고 측정한 무게 값을 송한다. 

Application에서는 수신한 데이터를 Database에 장을 하

고, 생활용품의 무게 값 일정 기  이하로 내려갈 경우 

Push Alarm을 발생시킨다. 그 후 등록된 쇼핑몰로 이동

하여 상품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일상품을 주문을 할 수 있

게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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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3] 상품 구매 히스토리 흐름도 

2.2. 주요 기능

구분 기능 설명

S/W

상품 DB 

리
재 상품 상태와 히스토리 DB 리

상품 추천 상품 키워드를 바탕으로 상품 추천

H/W

센싱 기능 무게의 변화를 감지하는 기능

통신 기능 무게의 변화를 스마트폰에 송

2.3. 주요 용 기술

2.3.1. H/W 주요 기능

2.3.1.1. 무게감지 기능

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인 로드셀에 무게를 측정하려

는 물체를 올려놓으면 로드셀이 휘게 되면서 스트 인게

이지를 통하여 기 인 신호로 변환된다. 이 때 발생한 

신호가 매우 미세하므로 앰 를 통해 증폭시킨다. 아두이

노에서 이 기  신호를 무게 값인 gram단 로 변환시

킨다.

2.3.1.2. 통신 기능

아두이노와 안드로이드 간 통신을 해 BLE 모듈인 

HM-10을 사용한다. 본 시제품에서는 Software Serial을 

설정하여 RX는 2번 핀, TX는 3번 핀으로 데이터를 

HM-10을 통해 주고 받는다. 안드로이드에서는 복수의 아

두이노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각각의 HM-10의 디바이스 

정보를 따로 장하여 연결할 수 있게 하 다.

2.3.2 S/W 주요 기능

2.3.2.1. 상품 DB 리 기능

[그림2] 재 상품 DB 흐름도

리하고 싶은 상품(생활용품)을 데이터베이스로 리를 

하며 메인화면에서 데이터베이스 근 가능하게 하 다. 

상품이 다 떨어져서 재구매를 하는 경우 webview창이 뜬

다. 이 webview가 종료될 때 구매가 완료되었는지 확인

한다. 완료되었을 경우 그 상품의 닉네임과 구매 날짜를 

history.db에 insert한다. 구매 내역을 확인하는 Activity를 

시작하면 Query를 실행하여 DB에 있는 데이터를 읽는다. 

체 삭제는 SQL문을 이용하며, 구매 내역은 update가 불

필요하므로 구 하지 않았다.

2.3.2.2 상품 추천 기능

상품 추천 기능은 상품 상세내역에 있는 searchData를 키 

값으로 Naver 검색 API를 활용한다. XML을 이용한 결과

와 태그 속성을 바탕으로 싱한다. 싱한 데이터는 

String data에 data+“,”형식으로 장한다. 싱이 완료되

면 “,”를 기 으로 data를 split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

한다.

[그림4] 상품 추천 흐름도 

3. 구

3.1 개발 환경

S/W

OS Windows 10

IDE Android studio

개발도구 LG V10 (android 6.0)

개발언어 Android(Java , XML), SQLite

H/W

디바이스 arduino nano

센서 압력 센서, 로드셀

통신 BLE 모듈

개발언어 C+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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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5]  하드웨어

[그림6] 재상품상태 실행화면(좌)과 상품 구매내역 실

행화면(우)

[그림7] 상품추천기능 실행화면(좌)와 주문을 하기 

한 쇼핑몰 연계 화면(우)

3.2 구  결과

3.2.1 하드웨어

[그림5]는 무게감지 자동주문 시스템의 하드웨어 부분의 

사진이다. 외 은 아크릴로 제작하 고 아두이노와 로드

셀, BLE모듈이 연결하 다.

3.2.2 상품 련 기능

[그림6]의 좌측 사진은 리하고 있는 상품(생활용품)들의 

재 치, 이름, 상태 등을 보여주는 실행화면이다. 우측 

사진은 지 까지 주문한 내역을 보여주는 기능이다.

3.3 상품 추천 기능

Naver 검색 API를 사용하여 XmlPull을 하여 구 한 기능

이다. 앱에서 상품 재주문이 필요하다 단 시 앱에서 등

록한 이름을 기 으로 상품을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보여

다. 사용자는 그 에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.

5. 결론

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생활용품들의 무게를 지속

으로 감지할 수 있는 하드웨어장비와 그를 분석하고 다시 

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는 Android Application을 제작함으

로써, 생활용품 리의 편의성을 높 다. 사용자의 생활물

품의 소모 양상을 데이터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분석

하여 기업에서 제품 개선에 활용  상품 주문을 할 시 

추천 상품에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다른 상품, 새로운 상

품, 할인하는 상품 등 다양한 추천기능을 추가하는데 활용 

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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